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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개발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해양에서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대규모 풍력, 조류, 

파력 발전단지 등의 해상구조물을 건설 및 조성하기 위한 다양

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Kim et al., 2017). 또한, 새롭게 건설된 

구조물로 인해 변형된 연안 지형 및 파랑을 방재하기 위해 수

중 잠제와 방파제 등의 다양한 연안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다. 

해양구조물에는 바람 및 지형에 의해 생성된 쇄파 및 저기압으

로 인해 발생하는 장주기의 너울성 파랑 등이 작용하며, 태풍

과 같이 단기간에 고강도의 하중을 주는 외력 또한 존재한다. 

다양한 외력에 대한 해양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검토하

기 위해서 실해역 기반의 실험적 검증이 요구되나, 여러 변수

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써, 수조를 이용하여 파랑을 생성하고 파력을 측정하는 실내 

실험이 다수 수행되었다(Morison et al., 1950; Schäffer, 1996; 

Wienke and Oumeraci, 2005; Lee et al., 2020b).

파랑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험용 조파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피스톤 조파기와 플랩 조파기가 많이 

사용된다(Dean and Dalrymple, 1991). Haveloc(1929)과 Dean과 

Dalrymple(1991)은 선형파 이론을 이용하여 피스톤과 플랩 조

파기의 해석해를 상대수심의 함수로 제안하였으며, Ursell 등

(1960)은 피스톤 조파기에서 발생한 선형 파의 정확도를 확인하

고, 파형경사(wave steepness)에 따른 이론값과 실험값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Goda(1967)는 실험 수로에서 생성된 선형파와 같

이 작은 진폭의 파는 단일파가 아닌 두 개 이상의 파로 분리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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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2차 이상의 파를 섭동법(Perturbation theory)을 이용하

여 파형경사와 상대수심으로 표현하였다. Madsen(1971)은 

선형파를 발생시키는 조파기를 이용하여 추가 비선형항을 고

려한 2차 조파기 이론을 유도하였으며, Schäffer(1996)는 피

스톤과 플랩조파기에 대한 2차 해를 유도하고 실험 검증에 활

용하였다. Le Méhauté(2013)은 쇄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여

러 파 이론을 정리하여 수심에 따른 쇄파 발생 기준을 세웠다. 

Krvavica 등(2018)과 Lee 등(2020a)은 각각 플랩 및 피스톤 조

파기를 이용하여 파형경사에 의한 쇄파 발생 지점을 추정하는 

무차원 경험식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큰 규모를 갖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유체와 구조

물의 상호작용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한 수치

파동수조(Numerical Wave Tank, NWT)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 중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SPH) 

기법은 입자에 기반한 수치해석 기법으로 Lucy(1977), Gingold 

and Monaghan(197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주로 천문학 분야

의 물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Monaghan 

(1994)은 댐 붕괴, 파 전파와 같은 유체 표면의 흐름 문제로 

SPH 기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Crespo 등(2007)은 고정

된 벽 입자와 지배방정식을 공유하는 동적 경계 입자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댐 붕괴 등의 모의에서 반발력과 투수 문제를 해

결하였다. Dalrymple과 Rogers(2006)는 권파(plunging breaker), 

댐 붕괴 등 다양한 문제에 SPH 기법을 적용하였다. Didier과 

Neves(2012)는 SPH 기법을 이용하여 선형파를 생성하였고, 반

사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능동 반사파 흡수 시스템을 적용하였

다. Altomare 등(2017)은 피스톤 조파기를 사용하여 선형, 2차 

비선형 스토크파를 생성하였다. 능동 · 수동 반사파 흡수 영역을 

수치파동수조에 적용하였고, 벽에 작용하는 파력을 계산하고 실

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SPH 기법 기반의 수치모델의 계산 능

력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를 이용하여 수치 파랑을 생성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Finnegan과 Goggins(2012)은 상용 CFD 프로그램인 ANSYS 

CFX를 이용하여 피스톤 조파기로 규칙파를 발생시키고 계산

된 파고를 이론값과 비교하였다. CFD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격자 크기, 파의 반사와 흡수가 되는 지점의 바닥 경사, 계산시

간 간격의 영향 또한 분석하였다. Prasad 등(2017)은 피스톤 조

파기를 사용하여 CFD에 기반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계산

된 파고와 조파기의 성능이 검증되었고, 실험결과와 잘 일치

함을 보여주었다.

선형파 및 스토크파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

여 많은 수치파동수조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3차원 수

치파동수조를 이용한 파랑 생성 능력의 검증과 파랑 범위에 따

른 해석 정확도의 경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코드인 LS-DYNA를 이용하여 수치파동수조

를 모델링하고, Schäffer(1996)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모델의 선형파 및 스토크파 생성 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생

성 가능한 목표 파랑 조건과 범위에 따른 오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이 론

2.1 이론적 배경

임의의 지점 x에서 특정한 물리량을 찾기 위해서 델타 함수

로부터 계산 범위() 주위에 분포된 입자들의 물리량을 근사

시킨다(Lee and Hong, 2020a).

 


′ ′ ′ (1)

여기서, 는 ′위치의 특정한 물리량을 의미하며, ′ 

는 디락 델타 함수, 는 임의의 위치 벡터, 은 주위의 공

간이다. 델타 함수를 완화 거리(smoothing length) 를 사용한 

커널(kernel) 함수  를 이용하여 대체하고, 합의 

형태로 표현하면 SPH 기본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에서 은 완화 거리 이내에 있는 점의 숫자이고, , 

는 번째 입자의 질량과 밀도이다. 커널 함수로는 cubic B-spline

이 사용되었고,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Hallquist,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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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차원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차원에 따라 각각 2

차원에서   , 3차원에서  이고,  

∥ ∥ 이다. SPH 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설

명은 Lee와 Hong(2020a; 2020b)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지배방정식과 상태방정식

일반적인 유체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은 다음

과 같은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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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밀도,      , 는 좌표계,  는 좌표

계 방향 속도, 는 전응력,  는 외력을 나타낸다. 식 (2)를 

이용하여 SPH 기법 형태로 변환하면, 식 (4), (5)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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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는 번째 입자의 밀도를 나타낸다. 전응력 는 압

력과 전단응력으로 표현되고, 물과 같은 뉴턴 유체는 전단응

력이 전단변형율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9)

여기서, 는 Kronecker delta, 는 점성에 의한 전단응력, 

는 점성계수, 는 전단변형율을 나타낸다. 유체의 압력()은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을 통해 계산되는데, 유체의 압력

과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 다양한 상태방정식 중 

Tait 상태방정식이 SPH 기법에서 주로 사용된다(Altomare et 

al., 2017).





 




 






 (10)

여기서,   , 는 기준밀도, 는 기준밀도에서의 음속을 

나타낸다.

2.3 조파기 이론

조파기 이론은 비압축성, 비회전성 유체에 대해서 전파해 가

는 2차원 파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유체의 속도포텐셜은 2

차원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Dean and Dalrymple, 1991).

∇   (11)

수평한 해저면에서 유동이 없는 조건의 바닥 경계조건은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여기서,    를 만족하며, 자유수면에서는 운동학적 자

유수면 경계조건과 동적 자유수면 경계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각각 표현된다.
















(13)



 




 



 








  (14)

여기서, 는 속도포텐셜, 는 수평평면(  )에 대한 자유수

면의 변위이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 속도포텐셜은 다음

과 같다.


cosh 

 cosh 
sin  (15)

여기서, 는 파고, 는 중력가속도, 는 파수, 는 수심, 는 

각 주파수를 나타낸다. 이 식은 조파기에서 만들어진 전진파

를 나타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파가 진행하면서 사라지는 정

재파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h  sin 

      
 

∞







cos cos (16)

조파기의 접촉경계면의 조건을 이용하여 파의 진폭()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cosh









cosh 

(17)

이 속도포텐셜을 이용하여 자유수면 변위와 수평 · 수직방

향 유속을 구하면

  



cos  (18)

 








sinh 

cosh  
cos  (19)

 








sinh 

sinh  
si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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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을 식 (18)에 대입하면, 파고에 대한 조파거리의 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h 

cosh 
(21)

여기서, 는 조파기의 스트로크(stroke)를 의미한다. 수심, 파

고, 파수 값이 정해지면 아래와 같이 피스톤 형태의 조파기의 

수평방향 함수를 정할 수 있다. 

 



sin  (22)

2차 섭동법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속도포텐셜

과 수면변위를 구할 수 있다.





cosh 

cosh 
sin 

       








sinh

cosh 
sin   (23)

 



cos 

       






sinh

cosh 
cosh cos (24)

이때, 추가항으로 인해 최대 · 최소값은 감소하고 위상 차이

로 인해 파가 진행하면서 변형된다. 속도포텐셜을 이용하여 

수평 · 수직방향 유속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cosh 

cosh 
cos 

       





sinh


cosh 

cos (25)

 







cosh 

sinh 
sin  

        





sinh


sinh 

sin  (26)

최종적으로 피스톤 형태의 조파기를 이용하여 스토크파를 

발생하기 위한 피스톤의 변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Madsen, 

1971; Altomare et al., 2017).

 



sin 

                











sinh

cosh 



 


sin  (27)

2차 이상의 고차 해양파에 대한 이론은 Dean과 Dalrymple 

(1991)에서 참조하길 바란다. 

3. 수치파동수조

Schäffer(1996)는 길이 20m, 넓이 0.6m, 깊이 1.0m의 수조에

서 수심을 0.7m로 고정하고 선형파 및 스토크파 이론을 이용

하여 파를 생성하였으며, 파고의 시계열 자료를 조파기로부터 

1m, 4m, 4.4m 8.7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입자를 이용한 수치해석법인 SPH 기법을 이용하여 Schäffer 

(1996)의 실험 수조와 유사한 크기의 수치파동수조를 모델링 

하였다. 실험과 유사하게, 피스톤 조파기를 좌측 끝단에 배치

하였으며, 17m 길이의 물과 5m 길이의 감쇠 영역이 설치되었

다. 수치파동수조를 구성하는 물, 조파기, 감쇠 영역은 모든 방

향으로 2cm 간격의 SPH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된 전체 

입자 수는 약 1,200,000개이다. 모델에 사용된 수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피스톤 조파기는 길이 0.16m, 폭 0.6m, 높이 1.6m로, 수평 방

향을 제외한 모든 자유도는 고정되었다. 또한, 중력가속도에 

의한 유체 입자의 재배열 후에 파랑을 생성하기 위해서 조파기

에 해석 시작 후 약 1초 동안의 안정화 시간을 부여하였다(Lee 

and Hong, 2020a). 식 (22) 및 (27)이 조파기를 구성하는 입자에 

적용되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며, 밀려난 물은 선형파 및 스

토크파의 형태로 파랑이 생성된다. 조파기를 구성하는 입자에

는 유체 입자와 같은 지배방정식 및 상태방정식(2.1~2.2절)이 

사용되며, 별도의 접촉 알고리즘 없이 유체와 조파기의 상호작

용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Lee and Hong, 2020b). 반사파

에 의한 파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량 가중 감쇠영역을 

수조 우측 끝단에 설치하였으며, 유체 입자와 동일한 재료적 

Fig. 1  Schematics of the numerical wave tank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PH particles and numerical 

parameters(Lee and Hong, 2020b)

Density() 1000

Dynamic viscosity(∙) 0.001

Speed of sound of water() 1478

Numerical speed of sound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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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지고 지배방정식이 계산된다. Lee와 Hong(2020b)은 

감쇠 영역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최적의 감쇠 계수를 제안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수치해석 모델의 감쇠 계수는 1이 

사용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상세한 파라미터는 Table 1에 나타

냈다.

입자를 이용하여 유체의 침투를 방지하는 경계 기법을 적용

하여 수조벽을 구성하였으며, 경계 주변의 유체 입자와 벽 입

자는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이 반대 부호를 가지므로 노슬립 경

계조건을 만족한다(Lee and Hong, 2020b). SPH 기법을 이용한 

보다 상세한 수치해석 방법에 관해서는 Lee 등(2020a)에서 참

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häffer(1996)가 수행한 실험 결

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수치파동수조의 파랑 생성 능

력을 검증하였으며(4.1절), 4.2절에서는 목표 파고를 3종류로 

나누고 파형경사(wave steepness) 및 상대 수심(relative depth)

에 따른 파랑 생성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수치파동수조 검증

4.1절에서는 3절에서 제안한 수치파동수조를 이용하여 선

형파 및 스토크파를 생성하였으며, Schäffer(1996)의 실험결과

와 비교를 통해서 생성된 수치파랑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목표 파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선형파 및 스토크파 

스트로크 식은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스톤 조파기의 스트로크에 의해서 수조 내부의 유체가 밀

리면서 파랑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파랑을 구성하는 SPH 입자

는 타원형 형태로 운동을 한다. 따라서, 초기(  )에 측정 지

점에 위치한 유체 입자의 변위-시간 이력을 특정 지점에서의 

파고로 결정할 수 없다. 정확한 파고의 시계열을 계산하기 위

해서, 모든 유체 입자들의 수직 및 수평 방향 좌표와 변위, 속도

의 시계열을 계산하였다. 수평 방향(x 방향) 좌표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을 지나는 입자들을 분류하고, 수직 방향 좌표(z 방

향)를 이용하여 수면의 입자들만 선별한다. 이 때, 측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유체 입자들중에서 수면(  )을 기준으로 절대

값이 가장 큰 입자들의 좌표값 차이가 파고를 나타낸다고 판단

하였으며, 동일한 입자의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 속도 시계열

을 유속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해석에서 

파고, 연직 및 수평 유속을 계산하였다.

Fig. 2에는 조파기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험 

결과와 감쇠영역이 적용된 모델(Case A) 및 감쇠영역이 적용

되지 않은 수치파동수조(Case B)의 파고 시계열을 나타냈다. 

실험결과와 비교할 때, Case B를 이용하여 계산한 파고의 경우 

20초 이후 반사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파고가 약 0.2m까지 

43%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Case A의 파고는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0.143m로 계산되었다.

Fig. 3에는 Case A와 Case B 모델의 수평유속 분포를 나타

냈다. Case A의 경우 파정에서 최대 수평유속이, 파저에서 최

소 수평유속이 측정되었으며, 감쇠영역의 역할로 수조의 전 

구역에서 균일한 유속 분포를 보였다. 반면, Case B의 경우에

는 수조의 우측 끝단에서 반사파로 인해 유속 분포가 균일하지 

않게 계산되었으며, 파고 또한 간섭으로 과도해지는 양상을 보

였다. 수치파동수조의 감쇠영역은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으며, 장시간 동안 균일한 파의 생성에 사용할 수 있다.

측정지점에 따른 해석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파판으

로부터 1, 4, 8.7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파고와 수치해석 파

고의 시계열을 비교하였으며, 같은 위치에서의 연직 및 수평 

유속을 선형파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Figs. 4(a), (b)를 보면, 조

Table 2  Parameters of linear and Stokes wave in the 

experiment(Schäffer, 1996)

Wave height H(m) 0.14

Wave period T(s) 3

Water depth d(m) 0.7

Relative depth kd 0.591

Wavelength L(m) 7.446

Wave steepness H/L 0.019

Fig.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wave heights

(a) Case A

(b) Case B

Fig. 3  Lateral view of horizontal particle velocities by use of (a) the 

NWT without a damping zone and (b) with a damp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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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판에서 각각 1m, 4m 떨어진 지점에서 계산된 수치해석 파고

는 실험에서 관측된 결과보다 약간 과도하거나 유사하게 계산

되었으며, 8.7m 떨어진 지점에서 계산한 파고(Fig. 4(c))의 경

우 이론값보다 약간 과소하게 계산되었다. 이론식과 비교할 

때, 수평유속과 연직유속 모두 조파판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직유속은 파저에서 비선형적인 

형상으로 계산되었다(Figs. 4(h) and (i)).

Fig. 5에는 선형파와 동일한 파랑 조건(Table 2)을 이용하여 

스토크파 이론을 이용하여 수행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파고의 경우, 조파판으로부터 가장 멀리서 측정한 Fig. 5(c)에서 

약간 과소하게 측정되었으나, 선형파 이론을 적용한 Fig. 4(c)의 

결과보다 더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계산되었다. 수평유속의 경

우 측정위치에 관계없이 이론식과 높은 일치도로 계산되었으

며, 연직유속 또한 선형파 결과보다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조파판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 거리 변화에 따른 파고 및 유

속 생성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Fig. 6에 무차원화된 변수

를 이용하여 해석 결과를 나타냈다. 는 목표 파고인 0.14m

이고, 와 는 선형파 및 스토크파 이론식으로부터 계산한 

수평 및 연직 속도 함수 최댓값이다. , , 는 각각 수치파

동수조에서 조파판으로부터 1m 간격으로 계산한 파고, 수평 

및 연직 유속이다. , , 는 파랑성분의 정확도

를 판단할 수 있는 무차원 변수이며, 1에 가까울수록 목표 파고 

및 유속과 해석결과의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ig. 6을 보

면 과 의 경우 조파판으로부터 측정지점이 멀어질

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선형파 이론을 이용한 

는 1보다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에서 언급하였듯이, 목표파의 파장은 7.446m이고, 

파형경사는 0.019이다. Ursell 등(1960)의 선행 연구에서 파형

경사 0.03보다 작은 경우, 실험에서 측정한 파고는 이론식보다 

약 3-4% 작게 측정되었으며, Lee와 Hong(2020b)도 또한 파형

경사가 0.045보다 작을 때, 실험 및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4% 

(a) (b) (c)

(d) (e) (f)

(g) (h) (i)

Fig. 4  Comparison of the wave heights, horizontal and vertical velocities of linear waves in experiments and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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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오차로 파랑을 생성하였다.

Table 3에는 무차원 변수들의 값과 오차를 나타냈다. 선형

파 이론을 이용한 수치파고의 최대 오차는 1.55%이고, 스토크

파 이론을 적용한 모델의 수치파고 최대 오차는 0.79%이다. 수

평 및 연직유속의 경우 선형파 이론을 적용한 모델의 평균오차

는 각각 4.52%, 7.03%로 계산되었으며, 스토크파 이론을 적용

할 때 약 3.6% 이내의 오차로 계산되었다. 파고의 최대 오차는 

모두 조파판에서 8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수치파고

의 오차는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오차범위에 포함되며, Ursell 

등(1960)이 제안한 작은 파형경사(small wave steepness)의 범

위에 포함되는 목표파 조건의 경우 파장보다 긴 거리에서도 안

정적인 규칙파를 생성할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Fig. 5  Comparison of the wave heights, horizontal and vertical velocities of Stokes waves in experiments and simulations

(a) (b) (c)

Fig. 6  Comparison of the wave heights, horizontal and vertical velocities along the measuremen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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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양한 파 조건을 이용한 수치파 생성 능력 분석

4.1절에서 다룬 목표파의 파형경사는 0.019로, 수치파동수

조의 파랑 생성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형경사를 

갖는 파를 생성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4와 같이, 수조

의 수심은 고정하고 상대수심이 0.5 간격이 되도록 목표 주기

를 조절하였으며, 목표 파고를 0.03m(), 0.05m(), 0.10m

()로 변화를 주어 파형경사를 조절하였다.

Fig. 7(a)는 이론 및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구한 파고-스트로

크 비를, Fig. 7(b)에는 상대수심에 대한 오차를 나타냈다. Fig. 

7(a)의 파고-스트로크 비를 보면, 상대수심이 2 이하인 파를 생

성하는 경우, 목표 파고에 관계없이 이론식과 유사한 파고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들의 경우 상대수심이 3을 초

과할 때 수치 파고-스트로크 비가 이론식보다 과소하게 계산

되었으며, 의 경우 상대수심이 2를 초과할 때 이론값보다 

작은 파고가 생성되었다. 파고-스트로크 비가 이론값보다 현

저하게 작아지는 상대수심은 Fig. 7(b)에서 파고 오차가 10%

를 초과하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고-스트로크비 이

론식보다 수치해석 결과가 과소하게 계산되는 시점은 상대수

심 뿐만 아니라 목표 파고의 영향 또한 받기 때문에 파고-파장

비(파형경사)에 따른 오차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Fig. 7(b)와 Table 4를 보면, 목표파고가 인 사례들은 모든 

주기에서 0.03 이하의 작은 파형경사 범위에 포함되며, 모든 

파랑을 6% 이내의 오차로 생성할 수 있다. 와 의 경우에

는 파형경사가 각각 0.045(-Case 8), 0.068(-Case 6)일 때 

오차가 10%를 초과한다. 하지만 -Case 4의 파형경사는 0.046

으로 -Case 8과 유사한 파형경사를 갖지만, 상대수심은 2 이

하이며, 오차는 아주 작다. 따라서 정확하게 생성 가능한 파랑 조

건의 범위는 상대수심과 파형경사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제안한 수치파동수조의 경우에는 목표파고가 수심의 

1/7 이하일 때, 상대수심 2 이내의 파는 6% 이내의 오차로 생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수심이 2 이상이고, 파형경사 또한 0.04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측정위치에 따른 파고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

대수심이 각각 1, 2, 3인 사례들의 를 Fig. 8에 나타냈다. 상

대수심이 증가할수록 조파기로부터의 측정위치가 멀어질수록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수심이 1일 때, 수치 파

고는 측정위치와 목표파고 값에 관계없이 8.37% 이내의 오차로 

계산되었으나, 상대수심이 3인 경우에는 측정위치에 따른 오차

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파동

수조는 주기가 짧고(상대수심이 크고), 파형경사가 큰 파를 생성

하고 조파판으로부터 먼 관측위치에서 파고를 얻고자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3  Errors in numerical wave profiles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ment positions

1 2 3 4 5

(Linear) 0.999 0.996 0.992 0.992 0.990

 Error(%) 0.10 0.42 0.79 0.81 1.02

(Linear) 1.005 1.001 0.969 0.963 0.962

 Error(%) 0.48 0.08 3.08 3.72 3.82

(Linear) 0.976 1.015 0.975 1.043 1.082

 Error(%) 2.44 1.52 2.55 4.27 8.18

(Stokes) 0.999 1.003 1.000 1.003 0.992

 Error(%) 0.06 0.29 0.03 0.29 0.79

(Stokes) 0.996 0.993 0.991 0.980 0.962

 Error(%) 0.36 0.72 0.90 1.99 3.79

(Stokes) 1.092 1.067 1.025 1.001 0.988

 Error(%) 9.22 6.74 2.47 0.09 1.18

6 7 8 Average

(Linear) 0.989 0.986 0.984 0.990

 Error(%) 1.15 1.36 1.55 0.90

(Linear) 0.941 0.906 0.905 0.956

 Error(%) 5.92 9.45 9.54 4.52

(Linear) 1.116 1.134 1.122 1.058

 Error(%) 11.62 13.47 12.24 7.03

(Stokes) 1.001 0.995 0.992 0.998

 Error(%) 0.07 0.50 0.79 0.35

(Stokes) 0.937 0.948 0.953 0.970

 Error(%) 6.32 5.23 4.69 3.00

(Stokes) 1.018 0.991 0.939 1.015

 Error(%) 1.84 0.92 6.12 3.57

Table 4  Parameters of waves in numerical simulations

Case No. 1 2 3 4

Wave period () 3.500 1.900 1.440 1.200

Relative depth  0.5 1.0 1.5 2.0

Wave steepness  0.003 0.007 0.010 0.014

Wave steepness  0.006 0.012 0.017 0.023

Wave steepness  0.011 0.023 0.034 0.046

Case No. 5 6 7 8

Wave period () 1.065 0.970 0.895 0.840

Relative depth  2.5 3.0 3.5 4.0

Wave steepness  0.017 0.021 0.024 0.027

Wave steepness  0.029 0.034 0.040 0.045

Wave steepness  0.057 0.068 0.080 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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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기반 수치해석법인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기법을 이용하여 수치파동수조를 모델링하

였으며, 선형파 및 스토크파 이론을 적용하여 파랑을 생성하

고 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조파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위를 갖는 파랑을 생성하고 파고-

스트로크 비 이론식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조파가 가능한 파

형경사 범위 및 상대수심을 제안하였다. 실제 해양문제에 효

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감쇠 영역의 효과와 조파기로부터의 측

정 위치에 따른 정확도 또한 분석되었다.

제안한 수치파동수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형파 및 스토크

파 이론을 적용하여 파랑을 생성하고, 약 30초간의 파고, 연직 

및 수평 유속의 시계열을 Schäffer(1996)의 실험결과 및 이론

식과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감쇠영역이 없는 모델의 경

우 반사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계산된 파고가 목표파고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감쇠 영역이 적용된 모델의 경우 실험결과

와 유사하게 파고가 생성되었다. 조파판으로부터 측정지점이 

멀어짐에 따라서 수치 파고와 유속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목표 파장보다 더 먼 지점에서도 1% 이내의 오차로 계산

되었다. 또한, 유사한 조건의 파랑을 생성할 때, 스토크파 이론

이 적용된 모델의 파고 및 유속 결과가 선형파를 이용한 결과

보다 더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파의 생성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목표 파고 및 주기에 변

화를 주며 해석이 수행되었다. 목표 파고가 수심의 1/7 이하일 

때, 상대수심이 2 이하인 경우, 목표 파고에 관계없이 6% 이내

의 오차범위에서 파랑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파형경사가 

0.03 이하인 경우 파고의 측정위치가 목표파장보다 긴 곳에서

도 정확한 수치파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수심과 파형

경사가 각각 2, 0.04 이상인 경우, 최대 10% 이상의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조파판으로부터 측정 위치가 멀어짐에 따

라서 파고의 정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기가 짧

고 파형경사가 큰 파를 만들 때는 목표 파장 이내 거리에서 정

확도가 확보된다. 

제안한 수치파동수조는 적절한 감쇠 계수가 적용될 때, 반

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형경사와 상

대수심을 갖는 파랑을 파장 범위에 포함되는 측정점에서는 정

확하게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파

동수조를 이용하여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문제로 확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기와 파고를 갖는 여러 해양문제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감쇠 영역을 이용하여 해석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b)

Fig. 7  Comparison of the wave height to stroke ratio obtained 

using linear wavemaker theory and via numerical simulation

(a) Cases 2(kh = 1)

(b) Cases 4(kh = 2)

(c) Cases 6(kh = 3)

Fig. 8  Comparison of the wave heights along the measureme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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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해상 및 연안 지역에서 대규모 해양구조물들이 건설되고 있다. 해양구조물은 항상 

파랑 하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실해역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해양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변수의 통제가 어렵고 비용과 규모 측면에서 실험이 제한되는 경

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파동수조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파를 생성하고 및 이론식과 비교를 통해 파랑 생성 능력을 검증하

였다. 입자 기반 수치해석법인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수조 및 피스톤 조파기를 모델링하였

으며, 반사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로 끝단에 질량 가중 감쇠 영역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파고 및 유속 계산이 수행될 수 

있게 하였다. 목표 파랑 조건에서,상대 수심이 2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 파형경사에 관계없이 파고와 유속을 계산한 결과가 이론값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수심과 파형경사의 목표값이 증가하고, 측정 위치가 멀어짐에 따라서 최대 10% 이상의 오차가 발

생하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파랑 범위를 무차원 변수를 이용하여 제안하였으며, 차후 수치해석을 이용한 

수치파동수조 검증기준과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분야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수치파동수조, 파형경사, 스토크파


